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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학생의 취업 스트 스에 미치는 융합  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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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 Ae Yang*

Dept.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취업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융합 인 요인들을 악하기 하여 시도하 다. 

서술  조사연구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9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 상은 4년제 간호 학에 

재학 인 간호  학생 246명이 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 다. 측정 도구는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 취업 스트 스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 취업 스트 스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 고 제 변수들 간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취업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용하 다. 

취업 스트 스는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과 유의한 부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237, r=-.218, r=-.491, r=-.229, 학년(β=.498), 자아존 감(β=-.456), 학업 성취도(β=.233), 임상 실습경험(β

=.166), 경제 수 (β=.118) 순으로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스트 스의 46.1%를 설명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간호  학생들의 취업 스트 스 리 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취업 스트 스,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ursing students’ job-seeking 
stres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Sep. to Oct. 2016. A sample of convenience was 246 nursing students and a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their major satisfaction, CDMSE, self-esteem, ego-resiliency, and job-seeking stres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among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CDMSE, self-esteem, and 
ego-resiliency. Grade of which the participant was in, self-esteem, academic achievement,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nd family economic status wer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 of which accounted for 
46.1% of the variance in job-seeking stres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programs for 
job-seeking str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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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학생

들은 자아 정체감의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정서·심리  

독립, 인생에 한 개인  가치와 목표의 수립, 사회  성

숙과 응, 진로선택과 취업에 한 비 등 다양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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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을 수행해야 한다[1].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발달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과

정에 있어서 자신에 한 불확실성, 가치 의 혼돈, 공 

학업 등과 련된 어려움, 미래에 한 모호함과 두려움, 

경제  곤란 등 많은 부분에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2].

최근의 로벌 융 기,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진입

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와 같은 불안정한 사회여건

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애 첫 취업을 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사회  스트 스로 향을 미치고 있

다. 따라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진로 결정과 취업 비

과정에서 스트 스, 즉 취업 스트 스를 직면한다고 할 

수 있다[3].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 스 에서 취업 

스트 스의 비 은 가장 높으며, 이들 학생들이 경험

하는 취업 스트 스는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의 정서·심리

 장애를 유발하여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4,5]. 따라서 학생들이 개별 으로 경

험하는 스트 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취업 스트 스

를 가 시키는 불확실한 사회 상황과 실제 으로 취업 

스트 스가 신체 , 심리 으로 부정  향을 미쳐 다

양한 응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학생의 취업 스트 스에 한 보다 체계 이고 분석

인 연구가 필요한 시 이라고 할 수 있다[3]. 간호  학생

들은 학재학 내내 진로 결정과 취업 방향에 해 고심

하는 일반 인 학생들과는 달리, 입학 당시에 진로와 

취업을 상하고 있으며, 학과의 수업내용 한 비 간

호사로서 교과과정과 련된 문지식과 간호 자격시험

에 해당하는 실습, 이론 주로 편성되어 있다[6]. 간호학

과 학생들의 국가시험 합격은 취업에 있어 필수 이며 

당연히 합격해야 한다는 학과 내의 압력 한 상당하여 

이로 인해 ‘고등학교 생활의 연장’이라고 본인들 스스로 

느끼는 실정이다. 그리고 실 으로도 학과의 교육과정

을 모두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 후 취업하려는 간호

인력 수 황에 따라 비자발 인 유휴인력이 될지 모른

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6]. 국에 분포되

어 있는 다수의 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간호 학 

졸업생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매년 1만 7천 명의 간호사

가 배출되는 실에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취업 문

제에서 간호  학생들도 더 이상 외가 될 수 없는 상황

이다[5,7]. 그동안 취업에 용이하다고 여겨지던 간호학과 

학생들도 취업을 해서는 학 리, 사활동  외

활동, 자격증, 외국어 수 등 다양한 스펙을 갖추어 취업

을 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3]. 우리나라 학생의 상

당수가 공학과 선택 시 자신의 정체성 발달과 한 

련이 있는 성이나 흥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학을 하고 있다. 일단 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

으로 인해 자신에 한 충분한 이해나 비 없이 합격이 

가능한 성 이나 주 의 기 에 맞추어 학에 진학하고 

나서 공학과에 한 부 응으로 심리  갈등과 좌 로 

인해 학 생활에 한 부정 인 경험을 하고 있다[8]. 따

라서 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한 

기 과 비교하여 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단과정의 산물로써 진로선택과 취업을 앞둔 학생들

의 취업 스트 스로 인한 부 응을 조 할 수 있는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유추된다[9,10]. 

취업 스트 스와 련된 변인으로 연구에서 가장 많

이 활용되는 심리  변인으로 자아존 감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학생의 자아존 감은 스스로에 한 정 인 

내  평가로써 취업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요한 

심리  특질이라 할 수 있다[11]. 

학생들의 스트 스 조 요인으로 여러 가지 변인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자아 탄력성이다. 자아 

탄력성은 험환경이나 스트 스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

는 보편 인 응기제로 심리  스트 스 상황에서 좌

하지 않고 유연하고 효과 으로 이에 처할 수 있게 하

는 심리  기제이다[12]. 그러므로 자아 탄력성은 학생

들이 진로 결정과 취업 비로 인해 당면하고 있는 실

인 어려움과 심리  부 응을 해결하는 요한 요소라

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을 진로 결정과 연결한 진로 결정 효능감

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특성이면서 개인의 신념

에 한 개념이다. 이에 개인 · 환경  특성과의 상호작

용 속에서 형성되는 성향을 지닌 취업 스트 스와 진로 

결정 효능감 간에 상 계가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13].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들의 건 한 심신에 부정  향을 미치는 취업 스트

스를 측할 수 있는 변인과 스트 스를 조 하고 다룰 

수 있는 완충 요인 그리고 처 략 등에 한 연구의 필

요성은 차 요해지고 있다[14].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에서 제시된 취업 스트 스와 련된 제 변인들이 간호

학과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 스트 스에 어느 정

도 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간호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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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트 스에 한 리 략을 개발하는데, 기 자료

로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이 인지한 공만족도, 진로 결

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 취업 스트 스와의 

계와 취업 스트 스에 미치는 융합 인 향요인을 규

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1개, 4년제 간호 학

에 재학 인 2, 3, 4학년 재학생을 상으로 하 다. 외

국 교환학생과 간호 학 특성상 취업에 한 스트 스 

인식 정도를 설문하기에 하지 않은 1학년 학생은 제

외하 다. 본 연구의 목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

여하겠다는 총 260명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

를 배부하 고 상자가 직  기입하게 하 으며 설문 

응답에 한 감사의 표시로 모든 상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 다. 이  251명의 설문지를 회수하 지만 불충

분한 응답을 한 5명을 제외한 246명을 최종분석 상으

로 하 다. 상자 수는 Cohen의 검정력 분석을 근거로 

G*Power 로그램 3.1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다 회귀

분석에서 효과 크기 0.15, 유의수  0.05, 검정력 0.95, 

측변수 4개로 산정한 결과 표본수 129명이 필요하 으므

로 본 연구의 최종 상자 246명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2.3 연구 도구

2.3.1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 스란 졸업 이후에 진로와 취업에 발생하

는 신체 , 정서 , 심리  갈등을 말하는 것으로 평형상

태가 괴되고 기, 긴장감 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

를 말한다[15]. 코넬 학의 ‘스트 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 Shepherd 등(1996)을 참고로 하여 

Hwang(1998)이 개발한 후 Kang(200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16-18]. 본 도구는 총 22

문항이며 성격 스트 스 요인 6문항, 가족 환경 스트 스 

요인 5문항, 학업 스트 스 요인 4문항, 학교환경 스트

스 요인 4문항, 취업불안 스트 스 요인 3문항의 5개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의 Likert 5  척도로 측정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Kang(2006)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한 기

과 비교하여 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단과정의 산물이다[19]. Ha(2000)가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 도구  Lee(2004)가 공 만족 련 18문항으

로 수정·보완한 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 다[19,20].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사회에서의 학과 인지도에 

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 내용에 한 흥미와 학습 내용 

 학과에 한 학생 스스로의 반 인 만족과 련된 

‘일반만족’ 6문항, 교과 목표· 공지식·교과목의 구성내

용 등에 한 ‘교과 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계  

지도에 한 ‘ 계 만족’ 3문항의 4개 하 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4 까지의 Likert 4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

가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04)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90이었다. 

2.3.3 진로 결정 효능감

진로 결정 효능감은 ‘개인이 진로 결정을 해 행해야 

하는 진로발달과업들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

신의 신념’을 측정한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해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개발한 도구를 한국어 으로 번

안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활용하 다[21,22]. 

이 측정 도구는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

계획, 문제 해결의 5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5  Likert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며 수가 높을수록 진로발달과업을 성

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Lee(2015)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다[23].  

2.3.4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해 Rosenberg(1965)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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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elf-esteem Scale을 Jeon(1974)이 한국어 으로 번

역한 자아존 감 척도를 사용하 다[24,25]. 이 도구는 자

아 가치와 자아승인을 측정하기 해 만들어진 자기 보

고식 척도로 정 문항 5문항, 역문항 5문항으로 총 1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 에서 4 으로 평

가되는 4  Likert척도이다. 수의 범 는 최  10 에

서 최고 40 까지이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1974)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5 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다. 

2.3.5 자아 탄력성

자아 탄력성 검사는 Atsushi 등(2002)이 개발한 자아 

탄력성 척도를 Jung(2006)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26,27]. 이 척도는 정  미래 지향성, 감정조 , 흥

미와 심의 다양성 3가지 하 역이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수가 높을수

록 자아 탄력성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 상자의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목 과 내

용 그리고 취지에 한 사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생활 

보호를 해 익명성과 비 보장을 약속하 으며 연구 참

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어 

거부, 단할 수 있음과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

구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 모

두 폐기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연구 상자는 이러한 연

구에 한 설명을 듣고 연구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2.5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10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해 이해하고 자료수집 방

법을 훈련받은 연구보조원 1인이 수업이 없는 강의실에

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   취지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 다. 연구에 참여

하기로 수락한 상자에게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한 후 상자

가 직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산

처리하 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만족도, 진로 결

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 취업 스트

스는 t-test 는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사후 검정은 sheffetest를 사용하 다.

3) 상자의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 취업 스트 스와의 상 계는 피

어슨상 계(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상자의 취업 스트 스에 미치는 융합 인 향요

인을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

은 21세 이하가 71명(28.9%), 22-23세는 123명(50.0%), 

24세 이상은 52명(21.1%)이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47

명(19.1%), 3학년이 106명(43.1%), 4학년은 93명(37.8%)

이었다. 상자  종교가 있는 경우는 131명(53.3%), 종

교가 없는 경우는 115명(46.7%)으로 나타났고 경제  상

태는 ‘보통’이거나 ‘좋은 편이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주  건강상태에 해 ‘좋은 편’이라고 응

답한 경우가 171명(69.5%),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6명(26.8%)이었다. 학업 성취 정도는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5명(26.4%), ‘보통’은 119명(48.4%),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2명(25.2%)이었다. 상자 

 ‘임상 실습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99명

(80.9%)으로 부분을 차지하 고 인 계가 ‘좋은 편

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190명(77.2%)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전공 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 정도

상자의 취업 스트 스,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

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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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스트 스 정도는 평균 46.49±14.91, 공만족도

는 평균 57.90±6.41, 진로 결정 효능감은 평균 

90.94±11.81, 자아존 감은 평균 31.48±4.92, 자아 탄력성

은 평균 60.07±7.32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year)

21  71(28.9)

22～23 123(50.0)

24  52(21.1)

Grade (year)

2nd  47(19.1)

3rd 106(43.1)

4th  93(37.8)

Religion
Yes 131(53.3)

No 115(46.7)

Family economic status

Above average 120(48.8)

Average 107(43.5)

Below average  19( 7.7)

Subjective health

Good 171(69.5)

Average  66(26.8)

Not good   9( 3.7)

Academic achievement

High  65(26.4)

Average 119(48.4)

Low  62(25.2)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99(80.9)

No  47(19.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 190(77.2)

Average  52(21.1)

Not good   4( 1.6)

  

Table 2. Mean of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CDMSE, self-esteem, ego-resiliency    (N=246)  

Variables Mean±SD MIN MAX

Job-seeking stress 46.49±14.91 22.00  94.00

Major satisfaction 57.90± 6.41 29.00  72.00

CDMSE 90.94±11.81 58.00 125.00

Self-esteem 31.48± 4.92 14.00  40.00

Ego-resiliency 60.07± 7.32 38.00  78.00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전공만족

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

성 정도 차이 

일반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 스는 연령(F= 9.231, p< .001), 

학년(F= 20.779, p< .001), 경제  상태(F= 3.705, p= 

.026), 학업 성취도(F= 14.564, p< .001), 임상 실습경험(t= 

3.790, p< .001), 인 계(F= 4.424, p= .01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해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취

업 스트 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  수 이 좋

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 

스트 스 정도가 높았으며 인 계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공만족도는 연령(F= 

3.117, p= .046), 학업 성취도(F= 7.535, p= .001), 인 계

(F= 5.433, p=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인 계가 좋을

수록 공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

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진로 결정 

효능감은 주  건강상태(F= 3.688, p= .026), 학업 성취

도(F= 3.724, p= .026), 인 계(F= 9.047,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  건강상태와 인 계에

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상자보다 진로 결정 효능감이 높았으며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 감은 주  건강상

태(F= 3.765, p= .025), 학업 성취도(F= 6.091, p= .003), 

인 계(F= 17.474,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인 계가 좋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

업 성취도가 높은 상자가 낮은 상자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자아 탄력성 정도는 학년(F= 3.279, p= 

.039), 주  건강상태(F= 6.706, p= .001), 학업 성취도

(F= 3.466, p= .033), 인 계(F= 20.258, p< .001)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4학년이 3학년보다 자아 탄력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  건강상태, 학업 성취도, 

인 계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4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 결

정 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 탄력성 간의 상

관관계

상자의 취업 스트 스,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

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간호 학생의 취업 스트 스는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과 

유의한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237, 

p< .001, r= -.218, p= .001, r= -.491, p< .001, r= -.229, 

p< .001). 공만족도는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과 유의한 정 계가 있고(r= .403, p< .001, 

r= .297, p< .001, r= .367, p< .001), 진로 결정 효능감은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과 유의한 정 계가 있으며

(r= .454, p< .001, r= .650, p< .001), 자아존 감은 자아 

탄력성과 정 상 계가 있다(r= .569,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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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Categories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CDMSE Self-esteem Ego-resilienc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Scheffe

Age (year)

21a 41.13±13.94

9.231(<.001)

c>a,b

59.25±6.40

3.117(.046)

a>c

91.39±13.29

.325(.723)

32.03±5.14

.621(.538)

60.80±7.80

1.205(.302)22～23
b
47.31±14.49 57.76±5.96 90.34±11.09 31.28±4.87 59.34±7.29

24c 52.27±15.10 56.38±7.18 91.73±11.50 31.21±4.77 60.77±6.64

Grade (year)

2nda 39.13±13.06

20.779(<.001)

c>a,b

59.04±6.19

1.463(.234)

89.72±12.48

2.451(.088)

31.26±5.07

.269(.764)

59.79±7.36

3.279(.039)

c>b
3rd

b
43.75±13.99 57.19±6.59 89.61±11.33 31.32±5.02 58.91±7.03

4thc 53.56±14.11 58.13±6.29 93.06±11.82 31.77±4.77 61.53±7.44

Religion

Yes 47.97±15.20

-1.565(.119)

57.66±6.91

-.611(.542)

91.56±12.46

-.611(.542)

31.04±4.70

-.611(.542)

60.02±7.24

-.096(.923)

No 44.99±14.55 58.17±5.82 90.23±11.03 31.98±5.13 60.11±7.44

Family 

economic 

status

Good
a
45.23±14.60

3.705(.026)

c>a

58.08±7.06

1.186(.307)

92.46±12.26

2.002(.137)

31.54±5.00

.201(.818)

60.77±6.95

1.130(.325)Normalb 46.57±14.75 57.37±5.70 89.36±10.51 31.53±4.61 59.31±7.11

Not good
c
55.16±16.03 59.74±5.81 90.26±15.00 30.79±6.21 59.89±10.25

Subjective 

health

Gooda 46.14±14.99

.442(.644)

58.26±6.52

1.284(.279)

92.27±11.61

3.688(.026)

a>b

32.02±4.84

3.765(.025)

61.17±7.16

6.706(.001)Normal
b
47.17±14.34 57.30±6.08 88.00±11.57 30.42±4.61 57.48±7.14

Not goodc 50.56±19.10 55.33±6.48 87.11±13.89 29.00±6.96 58.00±7.07

Academic 

achievement

High
a
40.00±12.75

14.564(<.001)

c>b>a

59.78±5.84

7.535(.001)

94.11±12.23

3.724(.026)

a>c

32.98±4.29

6.091(.003)

a>c

62.09±7.76

3.466(.033)Middleb 46.52±14.34 58.11±5.94 90.41±11.38 31.43±4.78 59.39±6.79

Lowc 53.58±15.23 55.52±7.18 88.63±11.68 30.00±5.39 59.24±7.53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48.31±14.90

3.790(<.001)

57.66±6.47

-1.202(.230)

91.03±11.69

.246(.806)

31.60±4.88

.785(.433)

60.26±7.26

.860(.391)

No 39.44±12.98 58.90±6.14 90.56±12.44 30.98±5.11 59.25±7.6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ooda 45.21±15.23

4.424(.013)

58.57±6.63

5.433(.005)

a>b>c

92.58±11.43

9.047(<.001)

a>b

32.32±4.60

17.474

(<.001)

a>b>c

61.54±6.79

20.258(<.001)Normalb 50.54±13.07 55.90±4.81 85.79±11.41 29.12±4.59 55.33±6.70

Not goodc 60.25±8.10 52.00±7.53 80.00±12.99 22.50±5.92 51.50±9.04

Table 3. Difference of 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CDMSE, self-esteem, ego-resilienc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46)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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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seeking
 stress

Major 
satisfaction

CDMSE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237
(p< .001)

CDMSE
-.218
(p= .001)

.403
(p< .001)

Self-esteem
-.491
(p< .001)

.297
(p< .001)

.454
(p< .001)

Ego-resiliency 
-.229
(p< .001)

.367 
(p< .001)

.650
(p< .001)

.569
(p< .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46)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5.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N=246) 

Variables Β SE β t p

Constant 31.641 12.632 2.505 .013

Age (year) 1.730 1.137 .082 1.521 .129

Grade (year) 10.158 1.552 .498 6.547 < .001

Family economic 
status

2.500 1.028 .118 2.431 .016

Academic 
achievement

4.151 .880 .233 4.717 < .00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6.228 2.889 .166 2.156 .032

Interpersonal 
relationships

-.699 1.687 -.022 -.414 .679

Major satisfaction -.093 .126 -.040 -.734 .464

CDMSE -.067 .082 -.053 -.812 .418

Self-esteem -1.386 .180 -.456 -7.705 < .001

Ego-resiliency .147 .142 .072 1.036 .301

R2= .483 Adjusted R2= .461 F= 21.983 p< .001
VIF= 1.064～2.683 Durbin-Watson= 1.992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융

합적인 요인

간호 학생의 취업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융합

인 요인은 확인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취업 스트 스와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낸 변수와 일반

 특성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학년, 경제상태, 

학업 성취도, 임상 실습 경험, 인 계를 변수로 투입하

다. 취업 스트 스의 회귀 모형은 F값이 21.983이었고 

p값은 < .001로 유의하 으며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해 Durbin-Watson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1.992로 2에 가

까워 오차의 자기 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 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을 확인

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2.683-1.064로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상자의 취업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융합 인 요인을 확인한 결과 학

년(β= .498, p< .001), 자아존 감(β= -.456, p< .001), 학

업 성취도(β= .233, p< .001), 임상 실습경험(β= .166, p= 

.032), 경제 수  (β= .118, p= .0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46.1%(Adjusted R
2= .461)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취업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융합 인 

요인을 악하여 간호 학생의 취업 스트 스를 효과

으로 조 하는 리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간호 학생의 취업 스트 스는 평균 46.49 으로 5  

기 으로 환산하면 평  평균 2.11 이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Lee와 Kim(2012) 연구에서 2.69 , Cho 등

(2016)에서는 남학생 2.24 , 여학생 2.21 , Kim과 

Lee(2015)에서는 남학생 47.69(2.17) , 여학생 

56.92(2.59) 을 제시하여 본 연구 상자들이 낮은 스트

스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28,29]. 

동일한 학과 상자들이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연구 상자가 재학 인 간호 학이 치하고 있는 지

역별 특성이나 보건 인 라, 학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

다. 연구 상자의 취업 스트 스 정도는 연령, 학년, 경제 

수 , 학업 성취도, 임상 실습 경험, 인 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Byun, Yoon과 Kim(2014)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시한 Lee와 Kang(2011)의 결과와 유사하 다

[10,13]. 성 , 가정 형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 

Bae와 Jung(2002), Choe 등(2015)의 보고와 일치하 고 

가구 내 평균 월수입, 인 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제시

한 Kim과 Lee(2015)가 제시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

다[3,23,30]. 한, 가정 형편, 학업 성취도, 인 계 유능

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Shin(2012), 학년, 경제  상

태, 성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Cho 등(2016), 학년과 

가정 형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Hwang(1998) 등

의 결과와 부분 으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7,29,31]. 연구마다 다각 인 측면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 인 상태를 반 하는 요인과 학업 성취도와 

련된 요인이 공통 으로 간호  학생들에게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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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학업 성취도 요인

의 경우 간호  학생들의 병원 취업 지원과정에서 성

이 요시되고 있다는 을 반 하는 결과로 사려된다. 

이에 학 차원에서 가계형편을 고려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의 용과 학생들의 학

업 성취도 향상을 한 제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으로 사려 된다. 한 임상 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취업 

스트 스정도에 차이를 보인 것은 타과 학생들과는 유사

하게 고학년이 되면서 갖게 되는 스트 스뿐 아니라, 다

양한 임상 실습 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습교육의 어려

움과 직  환자를 하면서 갖게 되는 책임감, 역할 갈등, 

미래 간호사로서의 가치 과 직업  확립 등의 학업 스

트 스와의 련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상자의 공만족도는 평균 3.22 으로 간호  학생

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Cho 등(2016)에서 남학생 2.89

, 여학생 3.00 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29]. 

Jeong과 Shin(2006)에서는 남학생 3.72 , 여학생 3.79

으로 본 연구 상자들보다 높은 공만족도를 제시하

다[32].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는 연령, 학업 성취도, 

인 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는 연령, 

공학과,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Byun, Yoon과 

Kim(2014), 학업 성취도 수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

시한 Lee와 Park(2014)의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되었다

[10,33]. Kim과 Lee(2015)에서 학업 성취도가 학년, 인

계, 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비

교해볼 때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공 만족도

와 학업 성취도 간의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23]. 다

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

는 경우 공 학업에 한 의욕  흥미 상실로 인한 성

 조, 반 인 학 생활에 한 부 응으로 인한 불

안과 신경증 등 정서·심리  문제 유발, 자기 확신과 동

기 부족으로 인한 개인의 잠재  역량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8]. 

반면에 입학과 동시에 진로와 직업이 사 에 결정되

어 있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직무 문성을 지

닌 공계열에서 상 으로 공만족도가 높다는 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

받침한다고 본다[34]. 한, 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신

의 공에 한 심도가 높을 뿐 아니라 학업의 충실한 

이행  진로 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친다[35]. 이러

한 맥락에서 공 만족도를 높이기 한 방안으로  학 

차원에서 교육과정 만족도  수요도 조사 등을 실시하

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는 교육과정 운 과 

교육 략 개발 모색이 필요하다. 

연구 상자의 진로 결정 효능감은 평균 90.94(3.64)

으로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Kim과 Lee(2015)

에서 남학생 96.00(3.84) , 여학생 87.88(3.52) 을 제시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23]. 이는 일반 4년

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Lee(2014)에서는 평균 

3.47 , Lee와 Kang(2011)에서 공학과 공 학생 2.41 , 

사회과학 공 학생 2.26 을 제시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간호  학생들이 높은 진로 결정 효능감 정도를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하 다[13,36]. 이는 간호학 공이 미래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다고 생각하고 공에 확신을 갖

는 간호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진

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제시한 Koo와 

Park(2005)의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37]. 진로 

결정 효능감은 주  건강상태, 학업 성취도, 인 계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별, 

인 계, 공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 Lee(2004)와 일부 

유사하 다[20].

진로 결정 효능감에 한 Bets와 Luzzo(1996), 

Kim(2007)의 연구결과에서 진로 의사결정에 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사람은 진로를 조기에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진로 결정에 필요한 행동을 극 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39].

그러므로 학생들이 미래의 경력발 과 직업 세계로 

원활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진로와 연 된 잠재력과 역

량을 함양하기 한 학의 공교육과 연계된 개별 인 

진로교육과 직업지도가 필요하다[40]. 이에 간호  학생

들의 병원 취업 시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직무 성검

사에 한 특강  모의시험실시, 모의면  등을 통한 취

업 역량 강화를 한 로그램의 용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자아존 감은 평균 31.48(3.15) 으로 간

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 Kim과 Lee(2015)에

서 남학생 30.15(3.02) , 여학생 30.73(3.07) , 

Whang(2006)은 3.10 , Park, Bae와 Jung(2002)은 3.03

,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한 Shin(2012)에서 남학

생 3.00 , 여학생 3.10 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 다

[23,30,31,41]. 연구 상자의 자아존 감은 주  건강

상태, 학업 성취도, 인 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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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학기 성 , 가정 형편, 인 계 유능성, 학 

생활만족도, 취업 동기에서 차이를 제시한 Park, Bae와 

Jung(2002)과 학년, 월 가계수입, 주  건강상태, 인

계에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 Kim과 Lee(2015)를 통

해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에 학업 성취도와 련된 요

인  인 계가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30]. 자아존 감은 자신을 정 으로 혹은 부정 으

로 보는지에 한 자신의 가치에 한 총체  평가로써, 

자신의 가치에 한 주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삶

의 질과도 련성이 있으며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하며 정 인 정서 상태를 가지

며 스트 스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다고 한다[42,43]. 

선행연구에서 취업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아존 감을 증진시키는 취업

지원 비교과 로그램의 개발과 용을 통해 간호  학

생들의 취업역량 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상자의 자아 탄력성 정도는 60.07(3.75) 으로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치

생학과 여학생을 상으로 한 Kim과 Kim(2014)에서 

3.27 ,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Kim(2015)에서 남학

생 3.45 , 여학생 3.24 과 비교해보면 간호  학생들의 

자아 탄력성 정도가 비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44]. 상자의 자아 탄력성 정도는 학년, 주  건강

상태, 학업 성취도, 인 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 Kim과 

Kim(2014), Kim(2015)의 결과와 유사하 다[34,44]. 한 

성 (평균 평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시한 Lee와 

Park(2014)과도 일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33]. 

Kim(1997)에 따르면 취업 비로 인한 스트 스가 높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

의 자아 탄력성 증진을 한 재방안을 실시함으로써 

부 응을 방지하고 스트 스 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

로써 학 졸업 후 사회생활 응  인 계 형성에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사려 된다[35].

취업 스트 스와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

존 감, 자아 탄력성 간의 상 계에서는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부분

으로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만족도와 자아존

감이 취업 스트 스와 역상  계가 있다고 보고한 

Byun, Yoon, Kim(2014)과 공만족도와 취업 스트 스 

간에 유의한 부 계를 제시한 Cho 등(2016)의 결과와 

일치하 다[10,29]. 한, 공만족도  자아 탄력성과 

취업 스트 스 간에 부  상 계를 보인 Lee와 

Park(2014), 자아존 감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취업 

스트 스 간의 부  계를 제시한 Kim과 Lee(2015)의 

연구를 뒷받침하 다[23,33]. 그 외에도 취업 스트 스의 

하 역과 진로 결정 효능감 하 역 간의 유의한 부

 상 계를 보고한 Lee와 Kang(2011)와 맥락을 같이 

하 고, 자아존 감과 회복 탄력성, 취업 스트 스 간의 

부  상 계를 보인 Choi와 Lee(2014), 자아 탄력성과 

취업 스트 스간에 유의한 부  상 계를 나타낸 

Seo(2012), Park과 Lee(2013)의 연구를 지지하 다

[13,45-47]. 자아존 감과 취업 스트 스 간의 부  상

계를 보인 Shin(2012), Han(2017), Shin과 Cho(2013)등

의 선행연구들과도 일 된 결과를 제시하 다[2,31,48].

공만족도와 취업 스트 스 간의 계를 검증하는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 스

트 스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33]. Byun과 Park(2014) 연구에 따르면 문 학생의 

공에 한 만족도가 낮을 때 스트 스와 우울 증세가 증

가한다고 제시하 다[49]. 이러한 맥락에서 우울, 의욕상

실과 같은 정서 인 문제와 취업 스트 스를 완화하기 

한 재 방안으로 멘토링 로그램 등의 학과 응 

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공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로 결정 효능감과 취업 스트 스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취업 스트 스의 하 역  특히 

학업 스트 스가 진로 결정 효능감의  역과 부  상

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학생들이 공에 한 이해

와 학업을 잘해나갈 수 있다는 의욕이 진로 결정 반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 생활의 핵심 인 

부분인 학업과 련된 스트 스를 일 수 있는 공교

육과정과 연계된 략 용이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13]. 학 차원의 학습지원체계와 학과 책임지도 교

수제에 의한 학생 개별 멘토링 로그램을 통해 학업 스

트 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학습지원 로젝트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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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 감과 취업 스트 스와의 계에 한 연구에

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를 덜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를 통해 자아존 감은 학생의 학업  진

로와 련된 요한 변수임을 악할 수 있었다[48]. 

본 연구에서 자아 탄력성과 취업 스트 스 간의 계

에서 유의한 부  상 계를 제시해 Lee(2014)와 Park

과 Lee(2013)의 결과에 부합하 으며 Choi와 Lee(2014)

에서 취업 스트 스와 회복 탄력성의 하 역과 부  

상 계를 제시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36,45,47]. 

Block & Kremen(1996)은 스트 스가 되는 상황  요구

에 해 자아 탄력 인 사람은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

게 처하는 역동  능력을 지니고 있어 직면한 상황을 

스트 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고 부정 인 경험으로부

터 회복되는 능력은 크다고 하 다[50]. 따라서 취업 스

트 스에 직면해있는 학생들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

고 학생활 응을 유연하게 하도록 돕는 요한 요인으

로 자아 탄력성을 제시하 다[36].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취업 스트 스로 인한 

심리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아 탄력성을 함양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 인 정서조  략을 모색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33]. 

본 연구 상자의 취업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융

합 인 요인은 학년, 경제상태, 학업 성취도, 임상 실습 

경험, 자아존 감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6.1%이었다. 

이는 일반 학생을 상으로 취업 스트 스 향요

인을 분석하여 자아존 감, 공만족도, 공학과를 제시

한 Byun, Yoon, Kim(2014)의 연구와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가정 형편, 학업 성취도, 학 생활 만족도, 자

아존 감 등을 확인한 Shin(2012) 등의 선행연구, 그리고 

Cho 등(2016) 연구에서 임상 실습 스트 스, 공만족도, 

가족 경제 상태가 향요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10,29,31]. 한, Shin과 Cho(2013)에서는 자

아존 감, 학년, 월 소득 등이 제시되었으며 Choe 등

(2015)에서도 자아존 감을 확인되었다[3,48]. 

취업 스트 스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 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스스로 자신에 해 만

족하는 정도,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자

신을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은 

스스로에 한 정 인 내  평가로써 취업 스트 스에 

처할 수 있는 요한 심리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1]. 따라서 학생 자신에 한 이해와 인식, 자신의 강  

 역량 탐색을 통한 정  자아상 수 을 먼  확인하

여 자아존 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 학과  

학 차원에서 개발· 용되어야 한다[48]. 

한, 학업 성취도가 낮을수록 취업 스트 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 Bae와 Jung(2002) 

결과와 유사하 다[30]. 학생 스스로가 인생 목표를 설정

하고 자기조 학습 방법으로 극복을 해야 하며 공학과 

 학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비롯한 학업 성취도를 높

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

다[31].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 강화를 

해 학생 개개인의 행동 양식을 진단하고 개별화된 학습 

방법을 안내하고 자기 주도  학습법 형성을 도와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 등의 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Cho 등(2016) 결과에 의하면 간호 학생들은 임상에서

의 실습환경과 실습업무 부담에 한 스트 스를 받고 

있다고 제시하 고, 간호  학생들은 임상 실습을 수행

하면서 환자 간호에 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경험 

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련된 간호 학생으로서의 

역할 응에 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스트 스에 하고 

있다[29,51]. 그러므로 학문  지식 습득과 실습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이 임상 실습 스트 스에 히 

처하고 정 으로 실습상황과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략의 일환으로 시뮬 이션 실습교육의 모듈

개발과 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 스트

스와 련된 제 변인들의 계를 규명하고 융합 인 

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  학생들의 취업 스트

스 리 로그램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간호 학생의 취업 스트 스는 평균 46.49 으로 5  

기 으로 환산하면 평  평균 2.11 으로 낮은 스트 스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 스트 스 

정도는 연령, 학년, 경제 수 , 학업 성취도, 임상 실습 경

험, 인 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제시하 다.

상자의 공만족도는 5  기 으로 평균 3.22 을 

나타냈으며 연령, 학업 성취도, 인 계에 따라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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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 다. 

진로 결정 효능감은 평균 90.94(3.64) 으로 높은 진로 

결정 효능감 정도를 나타냈으며 주  건강상태, 학업 

성취도, 인 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 감은 평균 31.48(3.15) 이었고 주  건강

상태, 학업 성취도, 인 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자아 탄력성 정도는 60.07(3.75) 으로 학년, 주  

건강상태, 학업 성취도, 인 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제

시하 다.

간호 학생의 취업 스트 스는 공만족도, 진로 결정 

효능감, 자아존 감, 자아 탄력성과 유의한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상자의 취업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융

합 인 요인으로 학년, 경제상태, 학업 성취도, 임상 실습 

경험, 자아존 감이 확인되었다.

간호  학생을 한 취업 스트 스 처 방안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향요인을 융합

한 취업 스트 스 완화  처방안 로그램 개발 구축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연구 상자 표집과정에서 일부 지역 간호

 학생들을 편의 추출하여 측정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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